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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웹 사용 패턴 마이닝(Web Usage Mining)은 웹 페이지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의 행위를
분석하여 유용하지만 쉽게 발견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해 내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
의 응용분야 이다. 웹 기술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의 발전으로 웹 페이지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의 방대한 로그 기록에 대해서도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IS 웹 서버를 통해 축적되는 사용자 로그 데이터와 사이트 이
용 고객 프로파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웹 사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한다.
구현된 웹 사용 패턴 분석 시스템은 데이터 전처리, 패턴 발견, 패턴 분석의 3 단계로 이
루어 지며 모든 처리 과정은 자동화되어 있다. 특히, 패턴 분석을 위해 온라인 분석 처리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다차원 모델을 데이터 소스로 하는 OLAP 마이닝 모델(OnLine Analytical Processing Mining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전처리기에서 데이터 정제
및 변형 과정 이외에 다차원 데이터 모델을 위한 차원 항목 자동 설정 알고리즘을 구현
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OLAP 마이닝을 이용한 웹 사용 패턴 분석 시스템은 로그 파일
전송 모듈, 통합 로그 파일 생성 모듈, 데이터 전처리기 실행 모듈,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모듈, OLAP 마이닝을 위한 예측 질의 실행 모듈의 5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된다. 시
스템은 Microsoft SQL Server 2000 내의 Data Transformation Services Designer 를 이용하며
Analysis Services Manager 를 사용한 웹 사용 패턴 분석 예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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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웹

마이닝(Web

Mining)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도구들을

이용하여

웹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발견해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최근 들어 웹의
확산으로 사용자들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탐색하거나 이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창출해
내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웹 기반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대상 고객에
대한 개별화된 웹 사용 패턴 발견이 요구되고 있다. 웹 기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웹
데이터로부터 사용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응용분야를 ‘웹 사용
패턴 마이닝(Web Usage Mining)’이라 한다[3,9].
웹 사용 패턴 데이터는 웹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로 사용자의 로그 기록 이외에 고객의 프로파일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의 로그 기록은 일반적인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 관한 로그 기록을
가리키며, 고객의 프로파일 데이터란 특정 회원제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지칭한다. 이들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용한 패턴을 발견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데이터 마이닝의 연관 규칙
탐사(Association Rule), 군집화(Clustering), 분류화(Classification), 연속 패턴 발견(Sequential
Pattern)으로 부터 절절한 변형된 웹 사용 패턴 발견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웹 사용 패턴 마이닝에 관한 연구는 크게 사용자의 접근 경로 발견에 관한 연구와
사용자 프로파일 모델링 과정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사용자의 패턴을 군집화
시킴으로써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대상이 되는 사용자 부류 선정에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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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10].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에 대한 기록은 보통 웹 서버 상의 로그파일에
축적된다. 이러한 로그데이터를 이용하여 트래픽을 파악하고 트래픽의 부하 정도를
분석하는 것과 개별적인 사이트 접근 도를 분석하는 것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웹 로그
분석’이라 하며 사이트의 유지 보수에 활용할 수 있다. 웹 사용 패턴 마이닝은 확장된
의미의 웹 로그 분석으로, 단지 로그 데이터뿐 아니라 웹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등록 정보, 구매 정보, 외부 환경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웹 사용 패턴을 발견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이트 유지 보수는 물론, 시스템 성능 향상뿐 아니라 대상 고객을 예측해
냄으로써 비즈니스 인텔리 전스(Business Intelligent)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용 특성화(Usage Characterization), 개인화(Personalization)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웹 사용 패턴 마이닝 처리 과정은 크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 패턴 발견 과정, 패턴
분석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웹 사이트 방문자가 컨텐츠나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온라인 쇼핑 등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웹 사용 패턴 데이터를
분석에 적절한 형태로 추출(Extraction), 변형(Transformation), 로드(Load) 하는 과정이다.
패턴 발견 과정은 적절히 변형된 데이터에 통계 기법, 데이터 마이닝 기법, OLAP 기법,
시각화 기법 등 여러 가지 패턴 발견 기법을 사용하여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이며, 패턴
분석 과정은 발견된 패턴을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나 일대일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패턴 발견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 OLAP 시스템 등이 눈에 띠게
발전되고 있는 반면, 전체 처리 과정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활용 가능한 웹 데이터의 확대로 점점 더 복잡해 지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복잡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 시키고,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과 패턴 발견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웹 사용 패턴 발견에 유용한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으며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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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하나의 지식을 창출해 내기 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과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 방대한 양의 원시 로그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 요구되는 복잡한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상 고객의 웹 사용 패턴을
발견하기에 적절한 고객 중심의 다차원 데이터 모델과 마이닝 모델을 제시하며, 특히 웹
사용 패턴 마이닝을 위한 모든 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과정과, 실제 사이트에
접근하는 고객에 관한 패턴 발견 및 분석 과정을 보이도록 한다.

1.2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추상화 과정, 데이터
전처리기 구현 과정, 다차원 데이터 모델의 차원 항목 자동 설정 프로그램 구현 과정을
통해 복잡한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 시키도록 하였다. 패턴 발견 과정에서는 로그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를 이용한 다차원 데이터 모델과 OLAP 마이닝 모델을 제시하고
원격의 웹 서버로부터 주기적으로 로그 데이터를 공급 받아 사이트 접근 고객의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웹 사용 패턴 마이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특히 패턴 발견을 위한 질의
어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패턴 분석 과정에서는 개발한 웹 사용 패턴 마이닝 시스템
사용 결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실제 마이닝 과정에 사용된 데이터 자원은 스포츠 관련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로그 데이터와 회원 가입을 통해 이뤄진 고객 데이터를 제공받았으며, 이
회사에서는 앞으로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서비스를 확장 시키기 위해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패턴을 발견하여 적절한 상거래 상품 품목을 설정하고, 사이트 구조 수정
이나 거래 광고 업체의 배너 광고 위치를 적절히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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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마이닝 시스템에는 Microsoft

Data Transformation Services Designer 를 통한 실행

모듈을 구현하였으며 패턴 발견을 위해서 Microsoft SQL2000 의 Analysis Management
Services 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기존의 웹 사용 패턴 마이닝을 위한 관련
기술에 대해 기술한다. 3 장에서는 웹 사용 패턴 데이터를 이용한 OLAP 마이닝 모델을
설계하고 4 장에서는 자동화된 웹 사용 패턴 분석 시스템을 구현하며 패턴 발견 및 분석
과정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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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기술 및 연구동향

본 장에서는 웹 사용 패턴 마이닝에 대해 정의하고 패턴 발견 기술과 사용 패턴
분석 시스템의 대표적인 구조 및 기반 기술 등에 관한 관련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2.1 웹 사용 패턴 마이닝 정의

웹 사용 패턴 마이닝은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한 응용분야로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 들의 브라우징 활동 들을 포함하고 있는 웹 서버 로그로부터 사용자의 접근
패턴을 발견해내는 과정이다. 웹과 관련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일부로 웹 컨텐츠
마이닝(Web Contents Mining), 웹 구조 마이닝(Web Structure Mining)과 함께 널리 응용되고
있다[3, 4, 5, 8, 9].
웹 사용 패턴 데이터는 웹 페이지의 사용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 사용자의
로그 기록의 경우 데이터 자원 수집 위치에 따라 서버 차원 수집(Server-level collection),
클라이언트 차원 수집(Client-level collection), 프록시 차원 수집(Proxy-level collection)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밖에 고객 프로파일 데이터는 기관 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수집될
수 있다.
서버 차원 수집 데이터로는 서버측 로그 데이터, 쿠키 등을 들 수 있다. 서버측
로그는 여러 가지 로그 파일 형식으로 존재하며 서로 다른 기록 항목들을 가진다.
사이트 방문자의 브라우징 행동을 자원 요청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캐쉬에 존재하는 페이지를 재 방문했을 경우(Cached page view)의 기록 되지
않는 점과 , POST 방식으로 전해진 중요한 정보를 참조 할 수 없는 등의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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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는 개 개의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를 사이트 방문자로 해서 추적할 수 있으나 HTTP
프로토콜에서 존재하지 않는 연결 상태의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묵시적인
사용자 인증의 경우 개인 보호(User Privacy)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서버 수준의
데이터 수집은 사용패턴 데이터 이외에 컨텐츠 데이터, 구조 정보와 그 밖의 파일 크기
및 수정 시간 등에 관한 웹 페이지 메타 정보를 생성해 내며 CGI 와 같은 유틸리티를
이용하면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클라이언트 수준 수집의 경우 서버 수준 수집 데이터 보다 캐슁이나 세션 확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우수하나, 원격 에이전트(Java applet, Java script…)를 사용하거나
사용자 입장에서 수정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사용자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프록시 수준의 수집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들과 웹 서버들 사이에 존재하는 웹
프록시를 사용함으로써 웹 페이지 로딩 시간과 네트워크 트래픽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며
공동의 프록시 서버를 공유하는 익명의 사용자 그룹에 대한 브라우징 행동을 구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웹 사용 패턴 마이닝 처리 과정은 다음 그림 2-1 과 같이 전처리 과정, 패턴 발견,
패턴 분석의 3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2, 3]. 데이터 전처리 단계는 다양한 데이터
자원내의 사용 패턴 정보를 추상화 시키는 변환 과정으로 허용 가능한 데이터의
불완전성 때문에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처리절차를 요구한다. 패턴 발견 단계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에서 쓰이는 방법론이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패턴 탐색이
이루어 지게 된다. 패턴 분석 단계에서는 흥미롭지 않은 규칙들 을 잘라내거나 원하는
패턴 형식을 발견하기 위해 질의 메커니즘과 OLAP 과 같은 기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패턴 발견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으로는 기계학습, 통계 기법, 연관규칙, 군집화,

분류화 등이 있으며, 발견된 패턴은 시스템 성능 향상, 사이트 유지 및 보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t), 사용 특성화(Usage Characterization) 등에 활용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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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 4, 5].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웹 트래픽에 관한 정보를 캐슁하거나, 네트워크
전송에 관한 부하 균형, 데이터 자원 분산 등에 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이트
유지 보수를 위해 사이트에 접근한 고객의 패턴에 따라 웹 사이트의 구조나 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림 2-1. 웹 사용 패턴 마이닝 절차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해 목표가 되는 고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활용할 수 있고, 사용 특성화를 위해 웹 사이트의 사용 목표, 컨텐츠, 광고
구조 등에 관해 특수화 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웹 환경에서 완벽한 개인화를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응용 가능하다.

2.2 웹 사용 패턴 발견 기법

패턴 발견에 관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통계학,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패턴 인식
등의 분야에서 이미 많이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분야에서 개발되어진 방법 들을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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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에 관한 추상화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연관규칙 탐사는 시장 바구니 분석을 위한 트랜잭션을
알아내는

데

아이템이

선택된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웹

사용

패턴

마이닝에서의 연관규칙 탐사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페이지들의 연속된 순서를
고려해야 하며, 세션들을 발견해 내는 데에도 부가적인 우선 순위 지식이 필요하다[3, 20].

2.2.1

통계 분석

통계적 분석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션 파일을 분석하여 페이지 뷰, 관찰
시간(viewing time), 항해 경로(navigational path) 길이등에 관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통계
분석 방법(빈도수, 평균값, 중간값..)을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웹 트래픽 분석

도구 들은 자주 접근되는 페이지, 페이지 평균 관찰 시간, 사이트 탐색 평균 길이 등과
같은 통계적 정보와 일부 제한적이긴 하나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엔트리 포인트 감지,
일반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URI 발견과 같은 낮은 수준의 오류 탐지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의 깊이는 좀 떨어지더라도 시스템 성능 향상, 사이트 수정
작업, 마케팅 의사지원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 2-2. 웹 사용 패턴 발견 기법 : 통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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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관 규칙 (Association Rule)

연관 규칙은 가장 자주 함께 참조되는 사이트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웹 사용 패턴

마이닝의 관점에서 연관규칙은 특정 한계(threshold) 값을 초과하는 지지도 값(support
value)으로 함께 접근되는 페이지 집합을 찾아내는 일이며 이러한 페이지 들은 하이퍼
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prior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관련 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과 운동장비 관련 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들 과의
상호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비즈니스나 마케팅 측면이 아니더라도 웹
사이트 설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원격 사이트에서 페이지 로딩할 때 사용자가
감안해야 하는 대기시간(latency)을 줄이기 위해 문서를 미리 가져오는(document fetching)
휴리스틱 방법도 제공 가능해 진다.

예 1) /company/products/product1.html 페이지에 접근하는 클라이언트의 40%는
/company/products/product2.html 에 접근한다
예 2) /company/announcements/special-offer.html 에 접근하는 클라이언트의 30%는
/company/products/product1 에서 온라인 주문을 한다

최근 연관규칙은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내의 너무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 집합을
최소 신뢰도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지도에 따라 공간을 적절히 탐색할 수 있는
잘라내기(prune) 기술에 관해 연구되고 있다.

2.2.3

군집화 (Clustering)

군집화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항목들의 집합을 함께 그룹화 하는 방법으로 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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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마이닝의 관점에서 군집화는 사용 패턴 군집, 페이지 군집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적용 될 수 있다. 사용 패턴 군집은 비슷한 브라우징 패턴을 가지는 사용자 군집을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시장 단편화(market segmentation)나 , 사용자에게
개별화된 웹 컨텐트(personalized web content)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통계를 추측하는데
유용하다. 페이지 군집은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는 페이지들의 그룹을 발견하는데
사용되며 인터넷 검색 엔진이나 웹 보조 제공자(web assistance provider)에게 유용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동적 html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질의나 지난 히스토리 흔적들을
가지고 관련된 하이퍼링크를 제안할 수 있다.

예 1) 정부 에이전시를 에서 방문한 방문자들은 /company/products/ product1.html 에
관심이 있는 경향이 있다.
예 2) /company/products/product2 의 온라인 주문을 한 클라이언트의 50%는 20 세
이상 25 세 이하이며 강원 지역에 거주한다.

2.2.4

분류화 (Classification)

분류화는 데이터 항목을 미리 정의된 분류 기준에 맞게 매핑(mapping) 시키는
방법이다. 웹 사용 패턴 마이닝 관점에서 분류화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특정한 부류나
범주로 구분 짓는 방법으로 주어진 부류나 범주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징을
선택하고 추출해 내는 과정을 요구한다. 의사결정 나무, 실험 베이시안(naïve Bayesian),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 등과 같은 감독 귀납 학습 알고리즘(supervised inductive
learning algorithm)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3 과 같이 우량 고객과 불량
고객을 분류하기 위해 미리 정의된 고객 등록 정보 항목과 고객 거래 정보 항목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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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웹 사용 패턴 발견 기법 : 분류화

2.2.5

연속 패턴 발견 (Sequential Pattern)

연속 패턴 발견 방법은 시간순서를 갖는 세션 집합 내에서 어떠한 항목 집합은 다른
항목에 뒤따라 일어 나는 것과 같은 세션간 패턴을 찾아 내는 것이다.

예 1) /company/products/ 에 방문했던 클라이언트의 30%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야후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키워드 W 에 대해 검색을 한 적이 있다.
예 2) /company/products/product1.html 에서 온라인 주문을 하였던 클라이언트 중
60%는 15 일 이내에 /company/products/product4.html 에서 온라인 주문을 한다

연속 패턴 발견 기법을 사용하면 특정 사용자 그룹을 목표로 하는 광고 배너를
사이트 내의 적절한 곳에 둠으로써 방문 패턴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시간 속성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 간격 내에 특정 파일들의 접근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경향 분석,
변화지점 감지(changing point detection), 유사도 분석 등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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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웹 사용 패턴 발견 기법 : 연속 패턴 발견

2.2.6

의존 모델링 (Dependency Modeling)

의존 모델링 방법은 웹 도메인 내에서 다양한 변수들간의 의존성을 나타내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점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취하는 행위에 기반 하여 고객의 단계를 나타내는 모델을 세울 수 있다. 사용자의
행위를 브라우징 하는 모델을 세울 수 있는 확률 기반 기술로는 Hidden Markov Model,
Bayesian Belief Network 등이 있다. 웹 사용 패턴 패턴을 모델링 하는 것은 사용자 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잠재적인
웹 자원에 관해 예측하는데도 유용하다. 이러한 정보들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
판매를 증진시키거나 사용자의 사이트 탐색에 편리성을 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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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웹 사용 패턴 분석 시스템(Web Usage Mining System)

지금까지 개발된 웹 사용 패턴 마이닝 시스템으로는 상업적으로 30 여 개의
일반적인 분석 도구들 이외에 WEBMINER, WebLogMiner, WUM, WebSIFT 등의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웹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웹 로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웹 사용 패턴 마이닝을 위한 시스템 이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과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을 이용한 패턴 발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3.1

일반적인 웹 로그 분석 도구들

대표적인 웹 로그 분석 도구로는 WebTrends, WebLog, SpeedTracer, analog, WUAGE,
WWWSTAT, SEBTREND, FASTSTATS, WEBALIZER 등이 있다[3, 16, 17, 18].
이러한 도구들은 페이지에 대한 빈도수나 히트 수에 관한 전체적인 통계 치와
전송된 바이트 수, 요청된 페이지 통계, 최고 참조자 통계, 최고 사용된 브라우저 통계,
시간별 이용 통계, 오류 비율 통계 등과 같은 개념적 수준의 분석만을 제공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히트 수란 한 웹 페이지를 요청했을 때 이와 관련된 모든
파일들을 의미 하며 한번의 웹 페이지 요청에 대해서 기록되는 히트의 수는 몇 배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트래픽을 말할 때 히트 수에 기반 한 트래픽
데이터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일부 분석 도구들은 특정파일(gif, jpg, avi, …) 등의
파일들을 제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역시 제한적이며, 분석에
필요한 시간이나 파일 크기가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리 정의된
레포츠 형식으로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용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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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되는 웹 로그 파일의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은 서로 다른 가정 하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같은 로그 파일에 대해서 다른 통계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나와있는 웹 로그 분석 도구들은 성능면에서, 분석의 깊이나 이해도
측면에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 면에서 많은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2.3.2 WEBMINER

드폴 대학(University of Depaul)에서 제안한 웹 마이닝을 위한 시스템으로 웹 사용
패턴 마이닝을 위해 전처리 단계, 마이닝 알고리즘 적용 단계, 패턴 분석 단계로
구분하여 처리하다. 입력 데이터로는 서버측 로그 데이터로 접근 로그(access log), 참조
로그(referrer log), 에이전트 로그(agent log)를 사용하고, 사이트를 구성하는 html 파일과
부가적으로 등록 데이터나 원격 에이전트 로그 등을 사용하였다. 전처리 단계에서
데이터 정제, 사용자 구분, 세션 구분 이외에 프록시 서버 캐슁에 의해 드러나지 않는
페이지를 찾아내기 위한 경로 완성(path completion) 단계를 두었으며, 참조된 페이지들을
의미 있는 최소 그룹인 트랜잭션 단위로 구분하고, 발견된 지식에 대해 사이트 설계자의
시점의 흥미로운 패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 필터를 적용시킨 것이 큰 특징이다.
마이닝 알고리즘으로는 연관규칙과 연속패턴 생성 알고리즘을 제공한다[2].

2.3.3 WUM (Web Utilization Miner)

독일의 훔볼트 대학 (Humboldt University)에서 제안한 웹 마이닝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바와 스윙을 사용하여 집계된 로그 정보에 대해 트리 형식의 그래프와 뷰를 통해
나타내며 특별히 MINT 라는 자체적인 마이닝 질의 어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패턴을 발견하는데 필연적으로 함께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페이지(직접적인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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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경우)를 제외하여 일정 수 이상의 링크로 연결된 페이지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낸다는 점과, 통계적 순위나 희박성 모두에 기반 한 마이닝 질의 언어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WUM 은 데이터 전처리 서비스와 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과는 집계 트리에 의해
나타낸다. 입력 데이터는 일정 시간 동안 기록된 이벤트로 나타내는데 데이터 전처리
서비스에서 원시 로그를 세션으로 구분하고 각 세션을 일련의 이벤트들로 변환한다.
집계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로그들을

트리

구조로

변형하는데

같은

접두어(prefix)를 가지는 것들끼리는 병합하여 절감된 크기로 구성된 새로운 집계 트리를
구성하게 되며 여기에 휴리스틱한 방법을 사용해서 마이닝 알고리즘을 적용시킨다. 자바
기반으로 구성된 집계 트리의 구성 형태는 다음 그림 2-5 와 같다[18].

그림 2-5. WUM 의 집계 트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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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Web Log Miner

캐나다의 사이몬 프레이저 대학 (Simon Fraser University)에서 제안된 시스템으로
Virtual-U research laboratory 의 TeleLearning-NCE 프로젝트와 Intelligent DBSystem research
laboratory 의 NCE-IRIS 프로젝트를 협력하여 개발 중인 웹 사용 패턴 마이닝을
시스템이다. WebLogMiner 는 크게 4 단계의 처리절차를 가진다. 1 단계에서 데이터
필터링을 통해 관련 있는 데이터 항목만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2 단계에서
유용한 차원 설정을 통해 큐브를 생성한다. 3 단계에서 다차원 분석 처리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를 수행한 후 4 단계에서 생성된 큐브에 대해 예측을 위한 마이닝
기술을 적용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웹 사용 패턴 마이닝을 위한 패턴 발견 기법
중에 연관 규칙, 군집화, 분류화, 연속 패턴 발견 등의 기법 이외에 시간 시리즈 분석
기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1].

2.3.5

WebSIFT (Web Site Information Filter)

University of Minesota 에서 제안한 시스템으로 웹 사용 패턴 마이닝(Web Usage Mining),
웹 컨텐츠 마이닝 (Web Content Mining), 웹 구조 마이닝 (Web Structure Mining)을 모두
통합하여 전체적인 웹 마이닝을 자동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흥미도 정도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정량적

모델(quantitative

model)을

통해

연관성

있는

항목들을

자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4].
웹 사용 패턴 마이닝을 위해 전처리 단계, 패턴 발견 단계, 패턴 분석 단계로
구분하여 처리하다. 입력 데이터로는 서버측 로그 데이터로 접근 로그(access log), 참조
로그(referrer log), 에이전트 로그(agent log)로 이뤄진 확장 NCSA 로그 파일 형식을
사용한다. 전처리 단계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으로는 사용자 구분, 세션 구분 이외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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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필드를 사용하여 캐쉬 페이지를 추론해 내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컨텐츠와
사이트 구조 전처리 단계를 통해 서버 세션을 모든 항해 페이지를 포함하는 컨텐츠 하위
그룹 단위인 에피소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패턴 발견
기법으로 연관규칙, 연속 패턴 분석, 군집화, 일반적 통계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패턴
분석 단계에서는 간단한 질의 메커니즘 이외에 정보 필터(Information Filter)를 두어
전처리 단계를 거친 컨텐츠 정보와 사이트 구조 정보에 의해 자동적으로 패턴 발견
결과를 필터링 시키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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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웹 사용 패턴 데이터를 이용한
OLAP 마이닝 모델 설계

본 장에서는 웹 사용 패턴 데이터로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웹 서버
수준에서 수집된 W3C 확장 로그 형식에 따르는 데이터와 고객의 프로파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OLAP 마이닝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수집된 원시 로그를 OLAP
마이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 시키기 위한 데이터 정제 및 변환 과정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전처리기 알고리즘과, 다차원 데이터 모델에서 동적으로 변하는 차원 항목을
자동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차원항목 자동 삽입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사용자 세션
사실항목에 관한 다차원 데이터 모델을 설계한 후 고객 유형별 페이지 선호도에 관한
OLAP 마이닝 모델을 설계한다.

3.1 W3C 확장 로그 형식

W3C 확장 로그 형식은 W3 에서 제안한 로그 형식으로 한 개의 HTTP 트랜잭션이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항목에 대해 라인 단위로 기록되게 된다. 한 라인은 공백 문자로
구분되는 연속적인 필드들로 구성되며 CR 종료 문자를 통해 라인의 끝이 구분되고 빠진
항목에 대해서는 ‘-‘로 채워진다. W3C 로그 데이터 형식은 기록된 로그 파일의 형식이나
기록 날짜 등에 관한 디렉티브(Directive) 에 간단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실질적인
필드 항목들이 나타내는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 표 3-1 에 나타내었다.

19
표 3-1. W3C 확장 로그 형식의 필드 항목
필드 구분자

의

미

date

활동이 발생한 날짜

time

활동이 발생한 시간

c-ip

서버에 접근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c-username

서버에 접근한 사용자 이름

s-sitename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되었던 인터넷 서비스

s-computername

로그 항목이 만들어진 서버의 이름

s-ip

로그 항목이 만들어진 서버의 IP 주소

cs-method

클라이언트가 시도한 작업(예 : GET 명령)

cs-uri-stem

접근된 자원(예 : HTML 페이지, CGI 프로그램, 스크립트)

cs-uri-query

클라이언트가 시도한 질의.

sc-status

HTTP 상황에서의 작업 상태

sc-win32-status

Windows 서버 상황에서의 작업 상태

cs-bytes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낸 바이트 수

sc-bytes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낸 바이트 수

s-port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었던 포트

time-taken

작업에 걸린 시간

cs-protocol

클라이언트가 사용한 프로토콜(HTTP, FTP) 버전

cs(User-Agent)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된 브라우저 및 플랫폼

cs(Cookie)

보내거나 받은 쿠키의 내용.

cs(Referer)

이 사이트로 연결해 준 링크를 클릭한 사이트

IIS 웹 서버가 지원하는 로그 형식으로는 Microsoft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로그
형식 (IIS Log Format), NCSA(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 일반 로그
형식(Common Log Format : CLF), W3C 확장 로그 형식(Extended Log Format), ODBC Logging
이 있다[21]. 기존에 CERN 이 규정한 CLF 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W3C 확장 로그 형식을 사용할 경우 서버 트랜잭션에 관한 정보 수집에 확장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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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필드 항목에 관한 필드 구분자가 통일 되어 있어 전처리에 적용되기에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서버 수준 로그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는 웹 사이트 방문 시 다양한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는 캐슁 기법으로 인해 백 트래킹(Back-Tracking), 새로 고침(Reload)행위에
관한 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애플릿이나 스크립트 등을
통해 자취를 남기도록 설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협력여부에 따라 언제나 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버

수준에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며 W3C 확장 로그 형식에 따르는 데이터를 일
단위로 수집하였다.

3.2 데이터 전처리기

웹 서버에서 지정된 로그 파일 형식을 따르는 데이터는 OLAP 마이닝에 적용되기
위해 적절히 분석을 위한 관점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즉, 데이터 전처리기는 로그 파일에
기록되는 개별적인 자원 요청 단위로서가 아닌 방문자의 연속적인 행동 단위에 관한
분석 관점으로 데이터를 변형시키도록 한다.
데이터 전처리기에 사용되는 모듈은 원시 로그 파일을 입력 형식으로 받아 페이지
뷰와 사용자 세션이 명시된 변형 로그 파일을 출력하기 위해 데이터 정제모듈, 사용자
확인 모듈, 세션 확인 모듈로 구성되며 전체적인 흐름도는 그림 3-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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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데이터 전처리기 실행 흐름도

데이터 전처리기를 통해 구별된 데이터는 표 3-2 와 같이 WCA(Web Characterization
Activity)에서 정의한 대로 추상화 할 수 있다.

표 3-2. 로그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추상화
데이터 추상화
사용자

의
하나

이상의

웹

미

서버로부터

브라우저를

통해

파일에

접근하는 개인. 서버측 로그데이터와 사용자로부터 요청된
스크립트 질의를 통해 인증된 사용자는 고객이라 한다.
페이지 뷰

한번에 사용자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파일들의 집합.
실제 사용자가 보게 되는 하나의 완성된 페이지.

클릭 스트림

연속적인 페이지 뷰 요청

사용자 세션

한 사용자가 가지는 클릭 스트림

히트 수
방문자 수
대역폭

서버로부터 요청된 파일들 전체 수
실제 개별적인 방문자들의 수.
사이트에서의 트래픽 전송량 (단위 :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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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데이터 정제 모듈(Data Cleansing Module)

데이터 정제 모듈에서는 관련 없는 데이터를 제거하여 문서 파일 위주의 페이지
뷰를 생성하도록 한다. 하나의 html 문서를 검색하면 발생된 해당 페이지에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마다 기록이 각각의 트랜잭션으로 기록 되는데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중복되지 않는 페이지 뷰를 설정해야 한다.
텍스트 위주의 컨텐츠를 가진 웹 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cs_uri_stem 필드 항목의
확장자에 기반 하여 html 문서 중심의 페이지 뷰를 선정한다. 즉, 요청된 페이지 자원의
확장자가 gif, jpeg, jpeg, map 나 avi, cgi 와 같이 문서파일 이외의 이미지/오디오/스크립트
파일 요청자일 경우 이를 제거한다. 사용된 데이터 정제 모듈은 그림 3-2 와 같으며
데이터 정제 모듈을 통해 변형된 로그 파일은 원시 로그 파일에 비해 1/10 ~ 1/40 가량
감소된 용량을 가진다.

BOOL IsaPage(char *str)
{
cs_uri_stem 필드 소문자로 통일
if (cs_uri_stem 필드의 파일 확장자가 ".htm"이면))

found = TRUE;

else if (cs_uri_stem 필드의 파일 확장자가 ".html"))

found = TRUE;

else if (cs_uri_stem 필드의 파일 확장자가 ".asp"))

found = TRUE;

else if (cs_uri_stem 필드의 파일 확장자가 ".shtml"))

found = TRUE;

else if (cs_uri_stem 필드의 파일 확장자가 ".phtml"))

found = TRUE;

else if (cs_uri_stem 필드의 파일 확장자가 ".php3"))

found = TRUE;

else if (*(temp + strlen(temp) - 1) == '/')

found = TRUE;

else if (strstr(temp, ".") == NULL)

found = TRUE;

}

그림 3-2. 데이터 정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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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사용자 확인 모듈(User Identification Module)

사용자 확인 모듈에서는 웹 페이지 요청이 이루어진 개별적인 단위 기록으로부터
사용자 단위 기록을 구별 한다. 동일한 사용자의 경우 동일 IP 와 동일한 브라우징
에이전트를 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c_ip 필드 항목과 cs_agent 필드 항목에
기반 하여 사용자의 순차적인 접근 경로를 구분한다.
c_ip 필드 항목과 cs_agent 필드 항목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한 사용자에
의한 페이지 요청으로 간주한다. 이 후, cs_username 필드 항목과 cs_uri_query 필드
항목으로부터 인증된 사용자 ID 를 확인하며 인증되지 않은 임의의 사용자 접근일 경우
임의의 사용자 ID 를 부여 한다(예 : Guest00001). 동일한 사용자 ID 에 대한 http 트랜잭션
단위는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구성 시킨다. 사용자 확인 모듈은 그림 3-3 과 같다

void WriteUserIDToMainList(void)
{
while(c_ip 필드의 내용과 cs_user_agent 필드의 내용이 다를 동안) {
if (사용자 ID 가 존재하면)
사용자 ID 를 cs_username 필드에 삽입;
else if (사용자 ID 가 존재하지 않으면)
InsertGuest(임의의 ID 명을 부여);
}
}
그림 3-3. 사용자 확인 알고리즘

3.2.3 사용자 세션 확인 모듈(Session Identification Module)

사용자 세션 확인 모듈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른

사용자 단위

기록을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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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록으로 구분 한다.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페이지라 하더라도 일정
타임아웃 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페이지 요청의 경우 서로 다른 세션으로 간주하며
페이지 요청 간격이 타임아웃 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 발생된 연속된 행동 단위로 구분한다.
Time 필드 항목과 date 필드 항목을 고려하여 같은 날짜에 요청한 페이지 시간 간격이
25.2 분(1512 초) 이상이 되면 새로운 세션 ID 를 부여한다. (예 : Session00001). 통계적
측정치에 의하면 평균 25.2 분 이내에 또 다른 페이지 요청이 발생 되지 않은 경우
하나의 세션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2]. 세션 확인 모듈은 그림 3-4 과 같다.
사용자 세션과 함께 변형된 로그파일의 결과는 다음 그림 3-5 와 같다.

void WriteSessionToMainList(void)
{
세션을 초기화 한다
while(파일의 마지막까지 리스트 순차 검색){
if (strcmp(전 노드와 현재 노드의 cs_username 필드 내용이 같으면){
if (strcmp(전 노드와 현재 노드의 date 필드 내용이 같으면){
time1 = 현재 노드 date 필드를 초단위로 변환;
time2 = 전 노드 date 필드를 초단위로 변환;
if ((time2 - time1) > 1512)

session++;

} else
session++;
} else (사용자가 바뀌면)

session = 0; // 세션 초기화

_itoa(세션을 문자열로 저장);
InsertSession(현재 세션을 session 필드에 삽입);
}

그림 3-4. 세션 확인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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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사용자 세션이 구분된 변형 로그 파일

3.3 차원 항목 자동 설정 프로그램

스타 스키마에 사용될 차원 테이블의 항목을 동적으로 변하는 원시로그 데이터
항목으로 부터 자동으로 삽입하기 위해 차원 항목 자동 삽입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사이트 차원 항목은 cs_uri_stem 의 ‘/’ 구분자에 의해 설정하였으며 그림 3-6 에 나타냈다.
시간 차원 항목은 date/time 필드 항목에 대한 순차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3-7 에 나타냈다.

ip 차원 항목은 c_ip 필드 항목에 대해 자주 방문하는 ip 별로 순위를

두어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끼리 상위 그룹이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그림-3.8 에 나타냈다.
사용자 세션으로 변형된 로그 파일과 차원 항목 설정 알고리즘으로 구현된 차원
항목 파일은 탐색 모듈에 의해

비교 검색되며 동일 항목을 가지는 항목에 대해 각

차원의 차원 항목 키(key)를 설정한다. 차원 항목 설정과 함께 변형된 로그파일의 결과는
다음 그림 3-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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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ef struct SiteList{
char *path;
char *site_key;
PathListS *child;
struct SiteList *next;
} SiteListS;

//
//
//
//

사이트 리스트 멤버 지정
전체 패쓰 항목
순차적 사이트리스트 키 항목
디렉토리 항목

void MakeSiteDimension(void)
//사이트 차원 리스트 생성
{
SiteListS *temp,
PathListS *pathNode,
max_path_no = 0;
SiteRoot = NULL, mCurrent = MainRoot;
if (mCurrent){
InsertSiteList(temp); // cs_uri_stem 필드로 구성된 사이트리스트생성
mCurrent = mCurrent->next;
while (mCurrent){
sCurrent = SiteRoot;
while (서로 다른 패쓰가 나올때까지){
sCurrent = sCurrent->next;
if (새로운 패쓰가 나타났을 경우){
CreateSiteList(temp);
temp->path = mCurrent->cs_uri_stem);
// 전체 패스 항목에서 '/' 단위로 GetToken()수행
// child 항목에 추가 하고 child 항목의 최대 개수를 기록한다
temp->child = MakePathList(temp->path).;
InsertSiteList(temp);
} mCurrent = mCurrent->next;

}
/* else*/

}
}
SortSiteList();
InsertKeyS(keyID);
InsertPathList(pathNode, "-");

// child 항목의 개수를 맞춘다

}

void SaveSiteDimension(void) // 사이트 리스트의 내용을 파일로 출력한다
그림 3-6. 사이트 차원 항목 설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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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ef struct TimeList{ // 시간 리스트 멤버 지정
char *the_month;

// 월 단위 항목

char *the_day;

// 요일 단위 항목

char *date;

// 날짜 단위 항목

char *time;

// 시간 단위 항목

char *time_key;

// 순차적 시간 리스트 키 항목

struct TimeList *next;
} TimeListS;
void MakeTimeDimension(void)

// 시간 차원 리스트 생성

{
int current_month;

// date 필드의 현재 월 단위

int current_day;

// date 필드의 현재 요일 단위

TimeListS *temp;
MakeDateList();

// 중복을 제거한 날짜 리스트 생성

SortDateList();

// 날짜 리스트 순차적 정열

TimeRoot = NULL;
dCurrent = DateRoot;
while (dCurrent){
current_month = GetMonth(dCurrent->date);// 월 항목 영문 형식 표기
current_day = GetDay(dCurrent->date);

// 날짜 항목의 요일 계산

// 날짜 리스트 각각에 대해 24 개의 시간별 리스트를 만든다.
for (i = 0; i < 24; i++){
temp = CreateTimeList();
temp->the_month = month[current_month];
temp->the_day = day[current_day];
temp->date = dCurrent->date;
temp->time = time[i];
InsertTimeList(temp);
}
dCurrent = dCurrent->next;
}
InsertKeyT(keyID);
}
void SaveTimeDimension(void)

// 시간 리스트의 내용을 파일로 출력

그림 3-7. 시간 차원 항목 설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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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리스트 멤버 지정

typedef struct IPList{
char *ip;

// ip 항목

char *ip_count;

// 동일 ip 등장 횟수 항목

char *rank;

// 등장 횟수에 따른 운선순위 항목

char *ip_key;

// 순차적 IP 리스트 키 항목

struct IPList *next;
} IPListS;
void MakeIPDimension(void)
{
IPListS *temp, IPRoot = NULL, mCurrent = MainRoot;
if (mCurrent){
InsertIPList(temp);
mCurrent = mCurrent->next;
while (mCurrent){

// 같은 IP 일 ip_count 를 증가

if (동일 ip 항목인 경우)

count++;

else if (다른 ip 항목인 경우){
iCurrent = iCurrent->next;
temp = CreateIPList();
temp->ip = strdup(mCurrent->c_ip);
temp->ip_count = ItoA(1);
InsertIPList(temp);
}mCurrent = mCurrent->next;
}
}
SortIPList();
for (i = 0; iCurrent && i < 50; i++){
iCurrent->rank = "Frequent";
InsertKeyI(keyID);
iCurrent = iCurrent->next; }
while (iCurrent){
iCurrent->rank ="Rare";
InsertKeyI(keyID);
iCurrent = iCurrent->next; }
}
void SaveIPDimension(void)

// IP 리스트의 내용을 파일로 출력한다

그림 3-8. IP 차원 항목 설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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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차원 항목 키로 구분된 변형 로그 파일

3.4 OLAP 마이닝 모델

OLAP 마이닝 모델은 기존에 마이닝에 사용될 데이터 소스를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가져 오던 것을, 다차원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구현된 데이터 큐브로
부터 가져와 사용하기 위한 모델이다. OLAP 마이닝을 위해서 우선 다차원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도록 한다.
데이터 전처리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변형된 사용자 로그 파일과 고객 프로파일
데이터를 통합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다차원 데이터 모델을
설계한다. 웹 사이트 내의 페이지 별 고객의 선호도와 접근 고객 유형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해

스타

스키마를

사용하였으며

고객의

멤버

속성(member

properties) 에 따른 가상 차원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스타 스키마를 따르는 다차원
데이터 모델을 설계 하기 위해 합산 가능한 사실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실 테이블과
분석을 위한 관점으로써 여러 개의 차원 테이블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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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스키마는 실제 분석을 위한 관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원하는 질의에
대해 필요한 조인 횟수를 줄이고 빠른 응답속도를 가질 수 있다. 가상 차원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일반 차원의 멤버 속성에 기반 하여 논리적으로 가정한 차원으로
Microsoft Analysis Services 2000 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가상 차원을 위한 집계 데이터는
디스크에 저장되지 않은 채 메모리 내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저장 공간과 큐브 처리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실 테이블의 항목은 변형된 로그 파일의 히트 수, 사용자 수, 사용자 세션 수
항목과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대역폭, 웹 자원 전송에 걸린 시간으로 설정한다. 차원
테이블의 항목은 사이트 차원, IP 차원, 시간 차원, 고객 차원의 4 개의 차원에 대해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고객 차원에 대해서는 그림 3-10 과 같이 3 개의 부가적인
가상 차원을 설정하였다. 차원의 레벨과 항목은 차원 항목 자동 설정 프로그램에 의해
동적으로 결정된다
사이트 차원의 계층 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이트 자체의 디렉토리 구조에 따른
계층으로 이루어 지며 사이트 차원 항목 자동 설정 모듈에 의해 그 항목들이 결정된다.
IP 차원의 계층 구조는 IP 별 접근 빈도수에 따라 서로 다른 상위 계층으로 구분되며 IP
차원 항목 자동 설정 모듈에 의해 항목이 결정된다. 시간 차원의 계층 구조는
월(TheMonth), 일(TheDay), 요일(TheDate), 시간(TheTime)의 4 계층으로 이루어 지며
항목들은 시간 차원 항목 자동 설정 모듈에 의해 계산된 값으로 결정된다. 고객 차원의
계층

구조는

고객이

사는

지역에

따라

대권역(LargeArea),

중권역(BigArea),

소권역(SmallArea), 고객별 ID (CustomerID)의 4 계층으로 이루어 진다. 고객의 연간 수입액
가상 차원은 연간 수입액에 따라 범위에 따라 설정하였으며, 고객 카드 구분 가상
차원은 고객의 중요도에 따라 골드(Gold), 실버(Silver), 브론즈(Bronze), 일반(Normal)로
구분하였으며, 스포츠 팀에 대해서는 고객이 선호하는 스포츠 팀별 구분 사항을 두었다.
설계된 사실 테이블 유형과 차원 테이블 항목들은 다음 그림 3-1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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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고객 차원 테이블 항목

그림 3-11 로그데이터 다차원 데이터 모델 항목 및 레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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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P 마이닝을 위해 다차원 큐브의 셀 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케이스(Case)를
분석을 위한 기본 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마이닝에서 사용하던 변수간 입력
범위

조절(weighting)은

고려하지

않는다.

입력

케이스는

고객에

대한

속성으로

성별(Gender), 메일 여부(Mailing), 결혼여부(Marriage), 연간 수입액(YearlyIncome), 자녀
수(TotalChildrenAtHome), 교육 구준(Education), 고객 카드 구분(MemberCard), 소유 차량
수(CarsOwned), 좋아하는 팀(SportsTeam)과 사실 변수에 대한 속성으로 히트 수, 방문자
수, 세션 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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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3 장에서 언급된 데이터 전처리기를 사용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과, 일
단위 입력 파일들을 통합하기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 과정 및

OLAP 마이닝

모델을 사용한 웹 사용 패턴 분석 실행에 관한 일련의 전 과정을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OLAP 마이닝을 이용한 웹 사용 패턴 분석 시스템은 4 개의 내부 실행 단계로 구성되며
원시 로그 파일로부터 최종적인 웹 사용 패턴을 발견하기 까지의 복잡한 처리 절차를
자동화 시킬 수 있다. 구현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웹 사이트 고객의 패턴 발견과

분석 과정을 예로 든다

4.1 시스템 구현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구현 환경은 표 4-1 과 같다.

[표 4.1] 시스템 구현 환경
서버측 운영 체제

Windows 2000 Server

데이터 서버

Microsoft SQL 2000 server

웹 서버

Internet Information Server 5(IIS5)

개발 도구 및 언어

Microsoft Visual C/C++ 6.0
Microsoft Visual Basic 6.0
Microsoft SQL, OLE DB API,
DTS Package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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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의 로그 데이터는 IIS 웹 서버를 통해 특정 디렉토리에 주기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기는 Microsoft Visual C/C++로 구현하였으며, 저장
및 분석은 Microsoft SQL 2000 Server 의 Analysis Services Manager 와 Data Transformation
Services Designer 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서버와 분석 서버 간의 데이터 공유는 Analysis
Service API 와 OLE DB API 를 통해 가능하다. Decision Support Object 를 통해 다차원
분석모델과 OLAP 마이닝 모델을 접근할 수 있으며, 웹 사용 패턴 분석 시스템의 실행을
위해 Microsoft Visual Basic ActiveX script 와 Microsoft SQL 를 사용하였다[13, 14].

4.2 시스템 전체 구조

원격의 웹 서버에 축적된 로그파일을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로컬의 데이터
서버로 전송 받는다. 로컬의 데이터 서버에서는 일 단위 로그 파일 들을 원하는 기간
만큼의 통합 로그 파일로 변형하여 데이터 전처리기를 통해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다시
변형한 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한다. DTS 객체를 사용하여 OLAP 마이닝 실행
모듈을 구성하는데 DTS Designer 를 사용한다. DSO 객체를 통해 Analysis Services 에서
다차원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OLE DB API 를 사용하여 OLE DB for Data
Mining 에 따르는 질의 어를 실행할 수 있으며 결과는 OPENROWSET 을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구현한 포로토타입 시스템 구조는 그림 4-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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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스템 전체 구성도

4.3 자동화된 웹 사용 패턴 분석 시스템

먼저, 데이터 전처리 프로그램과 차원 항목 자동 설정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내부
실행 파일로 삽입함으로써 데이터 전처리기 실행 모듈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설계한
다차원 데이터 모델에 따라 사실 테이블, 차원 테이블, 가상 차원 테이블로 구성된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모듈을 구성한다. 그리고, 일 단위 로그 파일 전송과 분석을
위한 OLAP 마이닝 실행 모듈을 구성함으로써 웹 사용 패턴 분석 실행에 관한 전 처리
과정을 자동화 한다.
전체적으로 로그 파일 전송 모듈, 통합 원시 로그 파일 생성 모듈 , 데이터 전처리
실행 모듈 ,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모듈 , OLAP 마이닝을 위한 예측질의 실행 모듈의
5 단계 실행 모듈을 가지며 각각은 내부적으로 또 다른 하위 실행 모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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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로그 파일 전송 모듈

원격의 웹 서버에 축적된 로그파일을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로컬의 데이터
서버로 전송 받는다
로그 데이터는 원격의 IIS 웹 서버상에 저장된 일 단위 로그 파일 들을 주기적으로
전송 받는다. 웹 서버 상에는 별도의 FTP 사이트(ftp://dblab.ewha.ac.kr)와 인증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특정 디렉토리(RemoteLog)가 존재하며 이 곳에 저장된 로그 파일들을 한
주 단위로 분석 서버 내의 특정 디렉토리(LocalLog)로 전송 받는다. 일 단위 로그
파일들은 각각 15~30 MB 정도의 용량을 가진다. 다음 그림 4-2 은 파일 전송 포로토콜
실행 화면이다.

그림 4-2. 로그 파일 전송 모듈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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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통합 로그 파일 생성 모듈

전송 받은 일 단위 로그 파일들은 분석을 원하는 기간만큼 날짜 형식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로그 파일로 다시 저장된다. W3C 확장 로그 파일명이 날짜 형식을 나타내는
일정한 규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로그파일을 규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디렉토리 내의 모든 파일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로그파일을
생성하는 모듈의 초기 환경 설정 화면은 그림 4-3 과 같다. 디렉토리 내에 제일 우선하는
날짜의 파일명(Connection 1)과 통합되어질 파일명(Connection 2)을 연결시키기 위해 그림
4-4 과 같이 Data Transformation Services Object 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 로그
파일(IntegratedLog.txt)을 생성한다. 분석 시점에서 원격의 로그 파일이 중복 전송될
가능성을 생각하여 파일 새로 고침(CreateTable) 단계를 설정하였다.

그림 4-3. 통합 로그 파일 생성 초기 설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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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Main()
Const DTSSQLStgFlag_UseTrustedConnection = 256
Dim oPKG
Dim i
Dim sFolder
sFolder = "D:\LocalLog\"

// 통합된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명

Dim fso, f, f1, fc, s
Set fso = CreateObject("Scripting.FileSystemObject")
Set f = fso.GetFolder(sFolder)
Set fc = f.Files
For Each f1 in fc
Set oPKG = CreateObject("DTS.Package") //DTS Object 지정
oPKG.LoadFromSQLServer".",,,DTSSQLStgFlag_UseTrustedConnection, , ,
,

// 초기 설정 모듈 명

"DirImport"

Set cn = oPKG.Connections("Connection 1")

// 연결된 소스 객체

cn.DataSource = sFolder & f1.name
oPKG.Execute

// 모듈 실행

oPKG.Uninitialize()
Set oPKG = Nothing
Next
Main = DTSTaskExecResult_Success
End Function
그림 4-4. 통합 로그 파일 생성 반복 설정 모듈 실행 모듈

4.3.3

데이터 전처리기 실행 모듈

통합 원시 로그 파일을 입력으로 하여 사용자 세션을 구분하고 차원 항목을
설정하여 변형된 통합 로그 파일과 차원 파일을 생성하도록 데이터 전처리기를 실행한다.
데이터 전처리 실행 모듈에서는 미리 구현한 데이터 전처리기 실행프로그램(prep.exe)을
내부에 삽입하고 적절한 파라미터 값을 설정함으로써 이뤄진다. 통합

로그파일의

크기에 비해 데이터 전처리기 실행 후 생성된 통합 변형된 로그 파일의 크기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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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소했으며, 표 4-2 에 데이터 전처리기 실행 전 후에 따른 로그 파일과 차원
항목 파일에 대한 리스트 개수와 파일 크기를 나타냈다.

표 4-2 데이터 전처리기 실행에 따른 파일 크기 변화
통합

사이트 차원

시간 차원

IP 차원

통합 변형

로그 파일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

로그 파일

개수

778,707

637

192

5,440

35,635

크기(KB)

167,820

54

8

175

15,236

4.3.4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모듈

데이터 전처리기에서 생성된 변형된 통합 로그 파일, 사이트 차원 파일, IP 차원 파일,
시간 차원 파일과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한다. 모든 파일들을 OLE DB Provider for SQL Server 를 통해 데이터 서버(MS SQL
2000)로 전송 시키고 기존의 고객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고개 테이블을 전송함으로써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모듈 실행 초기 화면과 결과
화면은 그림 4-5 와 그림 4-6 과 같다. 내부적으로 실행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모듈에서 데이터 통합 실행을 위한 하위 모듈(5Build4DimDW)은 데이터 전처리 실행
모듈에 의해 생성된 사실 항목 파일(Result.txt), 차원 항목 파일(IP.txt, Site.txt, Time.txt)과
기존에

존재하는

고객

데이터

베이스(Customer)를

통합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LogWarehouse)를 생성하도록 하며 실행 화면과 결과 화면은 각각 그림 4-7 과
그림 4-8 과 같다. 내부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을 완성시키면 ActiveX 스크립트를
통해 ‘완료 메시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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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서버 환경 : DBMAIN
실행 하위 모듈 명 : 5Build4DimDW
그림 4-5.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모듈 실행 초기 화면

그림 4-6.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모듈 실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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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모듈 데이터 통합 실행 화면

그림 4-8.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모듈 데이터 통합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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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OLAP 마이닝을 위한 예측질의 실행 모듈

사용자 기반 로그 데이터 다차원 데이터 모델과 OLAP 마이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분석 과정으로 원하는 예측 질의를 실행한다.
다차원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한 분석 과정으로 데이터는 다차원 데이터 저장
구조(Multidimensional OLAP)를 사용하여 그림 4-9 와 같이 100%의 집계 성능을 보이기
위해 167.820KB 의 통합 원시 로그 데이터에 대해 3.7M 의 저장 공간을 사용하고
50 개의 집계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9. 성능을 위한 저장 구조

OLAP

마이닝을

이용한

패턴발견

기법으로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에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Microsoft_Clustering)을 사용하였다.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총 2000 여 개의 트레이닝 케이스에 대해 후보 모델 9 개를 생성하고 4 개의
클러스터를 입력 파라미터로 설정하였다. OLAP 마이닝 실행을 위한 질의 어는 다음
그림 4.1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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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ngModel 'CustomerUsageSegmentation'
Execute : CREATE OLAP MINING MODEL [CustomerUsageSegmentation'S]
FROM [LogData] (CASE DIMENSION [Customer] LEVEL [Id]
PROPERTY [Gender] , PROPERTY [Mailing] , PROPERTY [Marital Status] ,
PROPERTY [Yearly Income] , PROPERTY [Num Children At Home] ,
PROPERTY [Education] , PROPERTY [Member Card] , PROPERTY
[Occupation] , PROPERTY [Num Cars Owned] , PROPERTY [Sports Team] ,
MEASURE [Sc Bytes] , MEASURE [Cs Bytes] , MEASURE [Time Taken] ,
MEASURE [Hit Count] , MEASURE [User Count] , MEASURE [Session
Count] )
USING Microsoft_Clustering (CLUSTER_COUNT=4)
Execute : INSERT INTO [CustomerUsageSegmentation'S]
그림 4-10. OLAP 마이닝 실행 질의

OLAP 마이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모듈(CustomerUsageSegmentation) 을 실행하는데
OLE DB for Data Mining 스펙에 따른 예측 질의 어를 생성하고 OPENROWSET 을 통해
질의 결과를 테이블 형태로 출력한다. 사용된 예측 질의는 그림 4-11 과 같다.

SELECT FLATTENED
[T1].[Customer.Id], [T1].[Customer.Id.Gender], [T1].[Customer.Id.Mailing],
[T1].[Customer.Id.Marital Status], [T1].[Customer.Id.Yearly Income],
[T1].[Customer.Id.Num Children At Home], [T1].[Customer.Id.Education],
[T1].[Customer.Id.Member Card], [T1].[Customer.Id.Occupation],
[T1].[Customer.Id.Num Cars Owned], [T1].[Customer.Id.Sports Team]
FROM
[CustomerUsageSegmentation]
PREDICTION JOIN
OPENROWSET(
'MSDataShape',
'Data Provider=MSDASQL.1;Persist Security Info=False;Data
Source=LogWarehouse', 'SHAPE {SELECT "Id" AS "Customer.Id", "Gender" AS
"Customer.Id.Gender", "Mailing" AS "Customer.Id.Mailing", "marital_status" AS
"Customer.Id.Marital Status", "yearly_income" AS "Customer.Id.Yearly Income",
"num_children_at_home" AS "Customer.Id.Num Children At Home", "education" AS
"Customer.Id.Education", "member_card" AS "Customer.Id.Member Card", "occupati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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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Id.Occupation", "num_cars_owned" AS "Customer.Id.Num Cars Owned",
"SportsTeam" AS "Customer.Id.Sports Team" FROM "tblCustomer2" ORDER BY "Id"}'
) AS [T1]
ON
[CustomerUsageSegmentation].[Customer.Id] = [T1].[Customer.Id] AND
[CustomerUsageSegmentation].[Customer.Id.Gender] = [T1].[Customer.Id.Gender] AND
CustomerUsageSegmentation].[Customer.Id.Mailing]
=
[T1].[Customer.Id.Mailing]
AND[CustomerUsageSegmentation].[Customer.Id.Marital Status]=[T1].[Customer.Id.Marital
Status] AND
[CustomerUsageSegmentation].[Customer.Id.Sports Team] = [T1].[Customer.Id.Sports Team]

그림 4-11. 예측 질의

4.3.6

웹 사용 패턴 분석 시스템

각 단계별 실행 모듈을 통합하여 다음 그림 4-12 와 같은 웹 사용 패턴 분석
시스템 (DTSPackageOfLogDataOLAPMM)을 구성하였다. 시스템 구성은 DTS Designer 를
이용하였으며 매일 새벽 0 시를 기준으로 자동 실행 하도록 예약되어 있다. 별도의
실행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그림 4-13 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4-12. 웹 사용 패턴 분석 시스템 구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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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모듈 선택

실행 모듈 선택

그림 4-13. DTSBrowse : DTS 모듈 실행 인터페이스

4.4 패턴 발견 및 분석

본 절에서는 웹 사용 패턴 분석 시스템 실행 결과로 다차원 큐브와 OLAP 마이닝을
통한 군집화 결과를 통해 패턴을 발견하고 발견된 패턴을 알맞게 해석하여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분석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고객의 특성에 따른 사이트 이용도를
분석을 위한 예로 스포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웹 사이트의 로그 데이터 및
회원 프로파일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현재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적절한 사이트 이용 고객 구분과 이벤트나 배너 광고 등에 관한 고객의 흥미도 등을
분석하여 차후 스포츠 관련 전자상거래 항목등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고객 카드
(Member Card), 연간 수입액(Yearly Income) , 지역 구분, 자주 접근되는 사이트, 접근이
이뤄진 날짜와 시간대 별 이용도, 방문된 IP 별 이용 정도 등의 연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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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다차원 큐브를 이용한 패턴 발견 및 분석

Microsoft SQL 2000 Server 내의 Analysis Services Manager 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OLAP
연산(Drill-Down, Roll-Up, Slice, Dice 등)을 수행함으로써 상세 항목과 요약 항목 간의
자유로운 탐색이 가능하다. 다차원 큐브를 이용한 패턴 발견 및 분석을 위해 고객의
특성에 따른 전체적인 방문자 수 현황, 사용자 세션 수 현황, 단기간 내에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방문자 특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의를 시행하였다.

질의 1 : 좋아하는 스포츠 팀별로 10 월과 11 월에 방문자 수 현황은 어떠한가?

고객이 좋아하는 스포츠 팀(SportsTeam)이 무엇인가에 따라 방문 횟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트윈스 팀을 좋아하는 고객의 방문횟수가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4 는 질의 1 에 대한 브라우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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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다차원 큐브를 이용한 패턴 발견 및 분석 예 1

질의 2 : 좋아하는 스포츠 팀별 사이트를 방문하는 세션 수는 어떠한가?

사이트는 구조와 디렉토리 구조가 동일하므로 하위 디렉토리 구조와 각각의 페이지
별 사용자 세션 수를 확인함으로써 어떠한 사이트가 고객 차원 속성에 따라 인기도가
높은지 알 수 있다. Sports Center, Sports School, Sports Science 에 관한 사이트에 접근횟수가
다른 사이트보다 현저히 많으며 Sports Tour, Spomed 사이트 접근은 아예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간 중 실시한 이벤트 사이트에 대해 어떤 팀을
좋아하는 고객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이온스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대체적으로 이벤트 참여율이 높고 베어스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대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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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다음 이벤트는 야구 관련 이벤트를 마련하도록
반영할 수 있다. 그림 4.15 는 질의 2 에 대한 브라우징 결과이다.

그림 4-15. 다차원 큐브를 이용한 패턴 발견 및 분석 예 2

질의 3 : Beckett 사이트에 들리는 고객의 사이트 이용도(히트수, 방문자 수, 세션 수)는
고객의 연간 수입액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간 수입액이 $30-$50 인 고객의 이용도가 가장 높고 연간 수입액이 $150K 이상인
고객의 사이트 이용도는 거의 없는 것과 고객의 지역별 브라우징 결과 서울 지역 고객과
연관성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의 거주지에 관한 정보는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에 따라 세부 항목을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 품목 설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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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이벤트 경품 선정, 효율적인 상품 우송 지역 연결에 이 질의에 대한 브라우징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4-16 은 질의 3 에 대한 브라우징 결과이다.

그림 4-16. 다차원 큐브를 이용한 패턴 발견 및 분석 예 3

4.4.2

군집화를 이용한 패턴 발견 및 분석

실행 결과 2000 여 개의 트레이닝 케이스에 대해 10 여 개의 반복(iteration)을 가지는
후보 모델 9 개를 생성해 냈으며 트레이닝 결과 4 개의 군집을 갖는 그림 4.-17 과 같은
모델이 생성되었다. 4 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뷰는 오른쪽 그림(Content
Navigator)에 나타냈으며 색이 진할수록 노드 안에 포함된 케이스가 많음을 의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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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노드는 케이스 밀도 100%를 나타낸다. 클러스터 1 에 속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고
클러스터 4 에 속하는 케이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7. K-최근접 이웃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한 사용자 군집화

4 개의 군집이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항목 정보는 그림 4-18 과 같이 각 항목에 관한
케이스와 확률을 수치 값이나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고객 특성에 따른 사이트 이용도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그림 4-19 는 그림 4-18 에서 보인 고객 특성에 따른 사이트 이용도
군집 3 항목에 속하는 노드 정보를 노트 경로(Node Path)로 나타낸 예다. 각각의 군집은
다음과 같은 군집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z 클러스터 1
클러스터 1 에 속하는 고객의 특성은 집안에 자식의 수가 4 명 이하, 기혼자,
좋아하는 스포츠 팀은 와이번스와 블루윙즈,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고등학교
중퇴, 연간 수입액은 $110-$130 과 $130-$150, $150 이상, 직업은 관리자나 기술자인
고객으로 방문자 수는 7 명 이상, 세션 수는 7 명 이하인 골드카드 분류 고객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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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고객 특성에 따른 사이트 이용도 군집

그림 4-19. 고객 특성 군집과 노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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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클러스터 2
클러스터 2 에 속하는 고객의 특성은 집안에 자식의 수가 없고, 미혼자, 좋아하는
스포츠 팀은 엔터프라이즈, MLB, 호랑이, 교육수준은 4 년 제 대학교나 전문 대학 졸업자,
연간 수입액은 $30-$50, $50-$70 과 $70-$90, 직업은 전문직인 고객으로 방문자 수는 5 명
이하, 세션 수는 5 명 이하인 실버 카드 및 브론즈 카드 분류 고객으로 나뉜다.
z 클러스터 3
클러스터 3 에 속하는 고객의 특성은 집안에 자식의 수는 4 명 이하, 기혼자,
좋아하는 스포츠 팀은 대전 현대 걸리버즈, 이글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 연간
수입액은 $10-$30, 직업은 기술직인 고객으로 방문자 수는 4 명 이하, 세션 수는 4 명
이하인 일반 카드 분류 고객으로 나뉜다.
z 클러스터 4
클러스터 4 에 속하는 고객의 특성은 집안에 자식의 수가 3 명 이하이고, 미혼자,
좋아하는 스포츠 팀은 오리온즈, 전남 드래곤즈, 자이언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
연간 수입액은 $70-$90, 직업은 전문직인 고객으로 방문자 수는 10 명 이상, 세션 수는 1
이하인 일반 카드 및 브론즈 카드 분류 고객으로 나뉜다.

따라서, 각각의 군집 분석 결과 사이트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대부분은 집안에 자식
수가 많은 축구와 야구를 좋아하는 기혼자로 학력 수준은 저 수준(고등학교 정도)이고
기술직에 종사하며 수입액이 평균 이상인 고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본 사이트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한 번 이상 방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상 고객을 적절히 설정할 수 있으며 한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방문하도록 웹 사이트 수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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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향후과제

웹 사용 패턴 마이닝은 웹 데이터로부터 사용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로 시스템 성능 개선, 사이트 구조 분석, 유시지 특성 분류, 비즈니즈 인텔리전스, 웹
페이지 개인화 등에 활용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사용 패턴 마이닝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데이터 전처리기를
개발하고, 자동화된 사용자 패턴 발견 과정을 지원하는 모듈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한
패턴 분석 과정에 관해 다루었다. 특히, 데이터 전처리기에서는 데이터 정제 및 사용자
세션 구분 모듈과, 사용자 로그 데이터와 고객 프로파일 데이터를 이용한 다차원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사실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의 항목 자동 설정 프로그램을 구현함으로써
복잡한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 했다. 또한 Microsoft SQL 2000 Server 의 Analysis Services
Manager 를 사용하여 다차원 분석 모델과 데이터 마이닝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Microsoft
SQL Enterprise Manager 의 Data Transformation Services Designer 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웹
사용 패턴 분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웹 사용 패턴 분석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z

OLAP

과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함께

사용하여

사이트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고객 중심의 다차원 데이터 모델과 군집화를 통한 OLAP
마이닝 기법을 사용했다.
z

다차원 데이터 큐브를 구성하는데 가상 차원을 사용하였으며 주기적인 데이터
갱신의

특징을

이용하여

스키마를

수정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데이터만

첨가(Refresh)하도록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석 관점과 처리 시간을 절감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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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다.
z

차원 테이블 항목 설정을 동적으로 자동화 시킨다. 원시 로그 데이터만으로 방문
된 모든 사이트 항목을 인식하여 차원 항목을 자동 설정할 수 있으며 날짜
형식과 방문 된 IP 의 우선순위를 인식하여 시간차원과 IP 차원 항목 또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z

데이터 전처리기 프로그램을 내부 실행 모듈로 삽입하고 분석의 목표에 필요한
입 출력 파일 연결 설정을 지원한다.

z

웹 유시지 마이닝 처리를 위한 전 과정을 자동화 하였다. 원시 단계서부터 OLAP
마이닝 모델을 이용한 패턴 분석 단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단계별
하위 모듈은 COM structure 를 따라 저장되며, Microsoft SQL 2000 Server 내에서
실행 스케줄링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임의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z

OLE DB for Data Mining Specification 에 따르는 예측 질의를 사용하였다. OLE DB for
Data Mining Specification 1.0 에 따르는 예측 질의는 어떠한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도
마이닝 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연구 과제로 웹 환경에서 세분화된 개인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트랜잭션 구분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 클러스터링 뿐만 아니라
페이지 클러스터링 항목을 적용하여 개별화된 웹 사이트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서버 수준의 데이터 수집이 가지는 제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프록시 서버 수준의 웹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증된 사용자 들의 항해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 웹 웨어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웹 사용
패턴 마이닝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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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Web Usage Pattern Analysis System
Using OLAP Mining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Ewh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m Baik Sun

As a confluence of data mining and WWW technologies, it is possible to perform data mining on
web log records collected from the Internet web page access history.
Web usage mining is the application of data mining techniques to discover usage patterns from
Web data, in order to understand and better serve the needs of web-based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the web usage pattern analysis system using OLAP
Mining. Web usage pattern analysis system consists of three phases, namely data preprocessing,
pattern discovery, and pattern analysis and all the process is automated. This paper describes each of
these phases in detail.
For data collection, we used user log data saved in IIS web server and customer profile database.
For pattern discovery, we used OLAP mining model that using the data source of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multidimensional model. For data preprocessing, we presents several data preparation
techniques in order to identify

unique users and user sessions and above all, implemented

dimensional attribute automatic setting algorithm for multidimensional data model.
Web usage pattern analysis system using OLAP Mining composed of log file transport package,
integrated log file generation package, data preprocessing execution package, data warehous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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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and prediction query execution package. We described the results of pattern analysis about
example web site.

